3D프린팅으로 사나운 공룡을 완벽하게 복제 생산한
호주 공룡 박물관

호주 공룡 박물관 (Australian Age of Dinosaurs
(AAOD) Museum) 관장 데이빗 엘리엇(David Elliott)
은 Banjo라고 불리는 5m 길이의 수각류 공룡을 22cm
까지 축소하여 한 치의 오차 없이 복제하기를 원했다.
데이빗은 장인의 수작업으로 한정되었던 공룡 모
형을 3D프린팅으로 1000 개의 미니어쳐를 생산해
내는 데 성공해냈다. 1:24 비율의 모델은 3DSystems
SLA 3D프린터(ProJet 6000)로 생산되었다.

2009년 AAOD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Banjo의
해골은 호주 시인 Banjo Paterson의 이름을 딴
것이다. 약 9억 5천만 년 전, 육식성의 Banjo는
시간 당 40km를 주행했다. 이 사납고 날렵한
수각류 공룡은 AAOD의 첫 번째 장난감 복제
생산의 완벽한 아이템이었다.

3D프린팅으로 디테일까지 살려내다

박물관은 실제 사이즈의 공룡모델을 생산하기
위해 과거 3D프린팅을 활용했으나, 작고 미세한
부분을 위한 생산은 3DSystems사의 3D프린터를
도입한 후에야 가능해졌다.

데이빗과 아내 주디는 상당한 양의 공룡 화석을
발굴해 낸 2002년 이후로 비영리단체인 AAOD
박물관을 설립했다. AAOD 박물관은 호주에서 가장
큰 공룡뼈가 대량으로 컬렉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반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화석 시설
중 하나이다. 이 박물관은 공공 프로그램과 투어들도
제공하고 있다.

“매우 정확하고 컴퓨터화 된 Banjo 3D모델은
고생물학자이자 아티스트인 Travis Tischler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실물크기의 모델은 형태의 모든
면에서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우리는 22cm
길이의 이 장난감의 디테일을 캡쳐해서 모든
주름과 비늘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화 하여 최종
제품으로 생산해 낼 수 있었습니다.”

www.hankooka.com
© Copyright 2016 by 3D System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3DSystems사는 이와 같이 디테일화되고 고해상도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
문제가 있었던 다른 고객사들과의 경험이 있었다. 호주 멜버른 3DSystems사의
프로덕션 운영 관련 투어를 하면서 Tischler는 바로 3DSystems사의 강도높은
프로토타이핑과 제조 능력이 Tischler가 찾던 토이 생산 퀄리티였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퀄리티와 빠른 속도
AAOD의 니즈에 대한 회의 이후 3DSystems사의 ProJet 7000 HD SLA 프린터와
VisiJet SL FLEX소재 가 최종 선정되었다. ProJet 7000 HD는 0.001 – 0.002
인치의 정확도와 매우 빠른 프린팅 속도를 제공한다. 이 프린터는 매우 쉬운
셋업과 빌드 최적화 툴, 파트 스태킹과 네스팅과 더불어 모니터링까지의 기능을
수반하는 3D운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다. 3D Systems사의 VisiJet SL Flex
는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재질의 유연한 소재이다.
프린터, 소재와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3DSystems 팀이 함께 어우러져, Elliott가
원하는 새로운 장난감 시리즈의 고해상도 디테일을 캡쳐한 모형을 생성해 냈다.
“모형의 퀄리티와 빠른 배송이 매우 인상깊었어요. 결과는 정말 완벽했고 실물
크기의 디지털 파일 복제를 통해 정확한 미니어쳐 복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D프린팅이 완료되고 후처리를 진행할 때는 이것을 중국 플라스틱 장난감
제조사로 보냈다. 제조사는 디테일하게 3D프린팅된 플라스틱 인젝션 몰드를
생성하여 복제품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제조된 장난감들은 Tischler의
오리지널 요구에 맞게 수작업으로 도색되었다. David Elliott은 그가 내년 내로
추가적인 장난감 라인들을 또 계획하고 생성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기뻐했다.
장난감 라인들로는 디아만티나사우루스, 46cm 길이의 (1:32비율) 가장 큰
사이즈의 용각류 공룡, 조각류 공룡인 무타부라사우루스이며 18cm(1:15비율)
길이의 작은 공룡인 민미이다.

대량 복제의 가능성
엘리엇은 동물 복제, 역사적 유물과 조각, 또 다른 박물관들에 3D프린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믿고 있다.
“박물관 세계에서는 복제 및 복원과 관련하여 큰 잠재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퀄리티의 재복제 및 재생산은 이제 간단하게 스캐닝, 디지털 모델링,
3D프린팅으로 정확한 복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복제품에 오리지널
칼라가 입혀지면, 실제 오리지널 제품과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 해질
정도에요.
동물들은 3D나 화석으로 디지털화될 수 있고 조각들은 3D스캐닝으로 캡쳐되어
3D프린팅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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